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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결 시스템을 갖는 임플랜트 상부

구조물에서 조임술식에 따른 지대주 나사의 풀림

토크값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 교실

김동욱․최유성․조인호

임플랜트 치료가 보편화되고, 다양한 형태와 재료의 상부 구조물이 보급되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보고도 다

양하며, 그 중 지대나사의 풀림현상이 가장 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부연결구조와 내부연결구조 임

플랜트에 의해 지지되는 상부 구조물을 나사로 연결할 때, 세 가지 나사조임순서와 두 가지 나사조임방법에 따른

나사의 풀림 토크값을 비교하여 나사조임순서와 나사조임방법이 서로 다른 연결구조에 따라 나사풀림현상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완전 무치악 하악모형을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으로 제작하고 이공간 부위에

중심간 거리가 약 15 ㎜ 되도록 네 개의 임플랜트 고정체 유사체를 고정한 후 바 타입으로 납형 형성하여 상부

구조물을 주조 제작하였다. 상부 구조물과 정확한 적합이 되는 주모형을 제작한 후 연결 인상법으로 외부연결구

조, 내부연결구조를 가지는 연구모형을 각각 5개씩 제작하였다. 각 모형에서 각 나사의 풀림 토크값을 가장 왼쪽

에 조여지는 나사를 1번 나사로 하고 가장 오른쪽의 나사를 4번 나사로 명명하였다. 먼저, 나사조임순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2-3-4, 2-3-1-4, 2-4-3-1의 순서로 15 N㎝의 힘으로 조이고, 다시 같은 순서로 최종 조임토크값

인 30 N㎝까지 조인 후 (2-step 방법) 각 나사의 풀림 토크값을 측정하였다. 또한 나사조임방법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2-3-1-4의 순서로 한 번에 최종 조임토크값인 30 N㎝까지 조인 후 (1-step 방법) 각 나사의 풀림 토크값

을 측정하여 같은 순서 (2-3-1-4)의 2-step 방법과 비교하였다. 세 가지 나사조임순서에 따른 나사의 풀림 토크값

은 외부연결구조에서 2-3-1-4군이 2-4-3-1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그리고 내부연결구조에서도

2-3-1-4군이 2-4-3-1군과 1-2-3-4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또한 나사조임순서와 무관하게 몇 번째 조

여진 나사인지에 따른 풀림 토크값을 비교해 본 결과, 외부연결구조에서는 처음에 조여진 나사가 두 번째 조여진

나사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p<0.05), 내부연결구조에서는 처음에 조여진 나사에서부터 마지막에 조여진 나사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두 가지 나사조임방법 간에는 외부연결구조와 내부연결구조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결구조에 대한 비교에서 외부연결구조와 내부연결구조의 풀림 토크값은 각각 16.27 N㎝,

14.25 N㎝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다수 임플랜트에 의해 지지되는 상부 구조물을

나사로 연결할 때, 나사조임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가운데부터 조인 경우에서 풀림 토크값이 낮았고, 연결

구조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풀림 토크값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하중 조건에

서의 부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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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플랜트는 Brånemark에 의해 골유착 개념이

소개된 이래 완전 및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보편

화되고, 다양한 형태와 재료의 상부 구조물이 보

급되었다. 그리고 임플랜트와 관련된 실패에 대

한 보고도 다양하다. 지대나사의 풀림 및 파절,

고정체나 상부 보철물의 파절, 보철적 디자인 및

교합 문제, 치태 침착, 골유착 상실 및 골흡수 등

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3)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문제점은 임플랜트에 보철물을 연결하

는 지대나사의 풀림현상이다.4-11) 나사의 풀림은

부적절한 조임회전력, 과부하에 의한 나사의 소

성변형과 전하중의 상실, 기능하중에 의한 진동

등에 의해 발생한다.12) 임상에서 나사 풀림은 나

사 연결부의 이개를 야기하며, 이로 인한 세균막

의 침착은 물론 나사의 파절 및 인접 임플랜트의

과부하로 인한 변연골 흡수나 골유착 상실과 같

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13)

나사조임의 목적은 나사풀림을 방지하도록 적

절한 전하중을 발생시켜 나사 구성요소의 안정

성을 얻기 위함이다.
14)

전하중의 크기는 조임회

전력의 크기와 속도, 나사의 재질과 기하학적 형

태, 지대주의 형태, 가공 오차, 윤활제의 사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조임회전력을 적용하였다 할지라도 임플

랜트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전하중의 크기가 달

라질 수 있다.
15,16)

따라서 지대주 나사 연결부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임플랜트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단일 형태의 보철수복 뿐만 아니라 다수 임플

랜트에 의한 보철수복이 보편화됨에 따라, 다수

의 임플랜트에 의해 지지되는 상부 구조물에 대

한 지대주 나사 연결부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임플랜트에 의해 지지되

는 상부 구조물은 단일 형태에 비해 불량한 적합

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불량한 적합을 갖는

상부 구조물을 나사로 연결하는 것은 높은 전하

중 응력을 야기하며, 임플랜트나 보철 구성요소

들의 풀림이나 파절을 야기할 수 있다.
2)

따라서

나사 풀림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

한 적합을 갖는 상부 구조물을 제작 및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Hobo 등
17)

은 임플랜트 지지 상부 구조물을 지

대주나 임플랜트에 나사로 연결할 때 발생되는

응력과 나사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형순서

(circular order)보다는 바퀴를 조이는 순서

(cross-wise order)로 나사를 조일 것을 추천하였

으며, Jemt
18)

는 중앙에 위치한 나사부터 시작하

여 최종적으로 가장 바깥쪽의 나사를 조이는 방

법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나사조임순서에 따른

발생응력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상부 구조물이

비교적 정확한 적합을 갖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나사조임순서에 대해 발생되는 응력에 차이가

없으나 불량한 적합을 갖는 경우에는 차이를 보

인다고 보고되었다.
19-21)

이에 본 연구는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한 연결

인상법을 통해 제작한 연구모형상에서, 외부연

결구조와 내부연결구조 임플랜트에 의해 지지되

는 상부 구조물을 나사로 연결할 때, 세 가지 나

사조임순서와 두 가지 나사조임방법에 따른 나

사의 풀림 토크값을 비교하여 나사조임순서와

나사조임방법이 서로 다른 연결구조에 따라 나

사풀림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상부 구조물 제작

외부연결구조를 가지는 임플랜트 고정체와 내

부연결구조를 가지는 임플랜트 고정체에 연결되

는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먼저 완전 무

치악 하악모형을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Ortho-JetTM, Lang Dental Manufacturing Co. Inc.,

Wheeling IL, USA)으로 제작하고 중심간 거리가

약 15 ㎜ 되도록 이공간 부위에 네 개의 구멍을

형성하였다. 외부연결구조의 네 개의 임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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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 component
Code

Manufacturer
External type Internal type

Implant fixture lab analogue FAR300 GSTLA400 Osstem Co., Seoul, Korea

Fixture pick-up impression coping ICFR500N GSPIS5015N Osstem Co., Seoul, Korea

Guide pin CSR150 GSPGPR150L Osstem Co., Seoul, Korea

Non-hex UCLA gold abutment GCR100 GSGA4510B Osstem Co., Seoul, Korea

Ebonygold abutment screw ASR200W GSASR Osstem Co., Seoul, Korea

TableⅠ. Implant components used in this study

고정체 유사체 (FAR300, Osstem Co., Seoul,

Korea)를 서로 평행하게 아크릴릭 레진 (Pattern

resin, GC Co., Tokyo, Japan)으로 고정하였다 (Fig.

1). 각 고정체 유사체에 Non-hex UCLA 지대주

(GCR100, Osstem Co., Seoul, Korea)를 연결하고,

단면이 직사각형 (6×4 mm)인 bar attachment 납

형을 제작한 후, 제 4형 금합금 (V-Delta
®

Special,

Metalor Technologies SA, Oensingen, Swiss)으로

주조하여 외부연결구조를 가지는 네 개의 임플

랜트에 직접 연결되는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였

다. 같은 방법으로 내부연결구조의 임플랜트 고

정체 유사체 (GSTLA400, Osstem Co., Seoul,

Fig. 1. Fully edentulous mandibular model used in this study

(a) model of external connection system

(b) model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Korea)와 Non-hex UCLA 지대주 (GSGA4510B,

Osstem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내부연결구

조를 가지는 네 개의 임플랜트에 직접 연결되는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Fig. 2). Table Ⅰ은 본

연구에 사용된 임플랜트 재료이다.

2. 주모형 제작

외부연결구조와 연결되는 상부 구조물과 최대

한 정확한 적합을 갖는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하

악 모형에 상부 구조물을 유도핀 (CSR150,

Osstem Co., Seoul, Korea)으로 연결한 후, 고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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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lant superstucture casted with gold alloy

(a) external connection system (b) internal connection system

Fig. 3. Master model made from a pick up impression of the superstructure

(a) external connection system (b) internal connection system

폴리이써 인상재 (Impregum Penta®, 3M ESPE

Dental AG, Seefeld, Germany)와 개인 트레이

(Quicky, Nissin Dental Products Inc., Kyoto, Japan)

를 이용하여 픽업인상을 채득하였다. 그 후 인상

체 내의 상부 구조물에 네 개의 임플랜트 고정체

유사체를 연결하고 초경석고 (GC Fuji Rock
®

EP,

GC Co., Tokyo, Japan)를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진

공혼합하여 붓고 완전한 경화를 위해 1시간 후

분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유도핀 (GSPGPR

150L, Osstem Co., Seoul, Korea)을 이용해서 내부

연결구조의 상부 구조물과 연결되는 주모형을 제

작하였다 (Fig. 3).

3. 연구모형의 제작

이미 만들어진 상부 구조물과 잘 맞는 연구모

형을 제작하기 위해 주모형에서 아크릴릭 레진

연결 인상법이 사용되었다. 외부연결구조, 내부

연결구조의 주모형을 각각 다섯 번의 인상을 채

득하여 총 10개의 연구모형을 제작하였다.

픽업 인상용 코핑 (ICFR500N, Osstem Co.,

Seoul, Korea)과 유도핀을 20 N㎝의 힘으로 주모

형상의 임플랜트 유사체에 고정한 후, 치실로 인

상용 코핑 사이를 묶고 자가중합형 레진 (Pattern

resin, GC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연결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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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linted pick up type impression copings

(a) external connection system (b) internal connection system

하였다. 자가중합형 레진이 완전히 중합된 후 중

간부위를 디스크로 절단하고 24 시간 동안 기다

린 후, 절단된 부위를 다시 자가중합형 레진으로

연결하고 15 분 뒤에 인상을 채득하였다 (Fig. 4).

적절한 인상재 공간을 갖는 개인 트레이의 제

작을 위해 픽업 인상용 코핑을 주모형에 매립된

임플랜트 유사체에 연결하고, 주모형 상부에 베

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적용하였다. 그 후 알지네

이트 (ALGINoplast®, Heraeus Kulzer GmbH,

Hanau, Germany)를 이용하여 주모형을 복제하고

초경석고 (GC Fuji Rock
®

EP, GC Co., Tokyo,

Japan)를 부어 초경석고 복제물을 제작하였으며,

복제물 상에 3개의 트레이 stop을 설계하였다. 자

가중합형 트레이 레진 (Quicky, Nissin Dental

Products Inc., Kyoto, Japan)을 이 복제물 상에 적

용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

였다. 트레이의 상면에 유도핀을 위한 구멍을 형

성하였으며, 레진의 중합수축에 의한 변형을 방

지하기 위하여 상온의 물에 담근 채 24시간 이상

이 경과한 후 사용하였다. 인상 채득 15분 전에

폴리이써 접착제 (Polyether adhesive, 3M ESPE

AG, Seefeld, Germany)를 도포하였다. 인상체의

경화 시간인 6분 후 인상체를 모형으로부터 분

리하였다. 이 과정을 외부연결구조, 내부연결구

조의 주모형에서 각각 다섯 번씩 반복하여 총 10

개의 연구모형을 제작하였으며, 최소 24시간 이

상 실온에서 보관 후 나사의 풀림 토크값을 측정

하였다.

4. 풀림 토크값의 측정

외부연결구조 임플랜트와 내부연결구조 임플

랜트 보철물에서 나사조임순서와 나사조임방법

이 나사풀림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상부 구조물을 각 연구모형에 위치시킨 후,

세 가지 나사 조임 순서와 두 가지 나사조임방법

으로 조인 후, 각 나사의 풀림 토크값을 측정하

였다. 측정시 연구모형을 견고한 장치에 고정하

여 연구모형의 회전을 방지하였다.

각 나사의 풀림 토크값을 가장 왼쪽에 조여지

는 나사를 1번 나사로 하고 가장 오른쪽의 나사

를 4번 나사로 명명하였다. 먼저, 나사조임순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2-3-4, 2-3-1-4, 2-4-3-1의

순서로 15 N㎝의 힘으로 조이고, 다시 같은 순서

로 최종 조임토크값인 30 N㎝까지 조인 후 (2-step

방법) 각 나사의 풀림 토크값을 측정하여 비교하

였다. 그리고 각 나사에 대해 조여진 순서에 따라

몇 번째 조여진 나사인지에 따른 풀림 토크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나사조임방법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2-3-1-4의 순서로 한 번에 최종 조임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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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type Internal type

Tightening sequence

2-3-1-4 EA IA

1-2-3-4 EB IB

2-4-3-1 EC IC

Tightening method
1-step EM1 IM1

2-step EM2 IM2

Screw

1st tighten E1st I1st

2nd tighten E2nd I2nd

3rd tighten E3
rd

I3
rd

4th tighten E4th I4th

Table Ⅱ.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Fig. 5. Digital torque gauge (iSD900, Nakanishi

Inc.,Tochigi-ken, Japan)

값인 30 N㎝까지 조인 후 (1-step 방법) 각 나사의

풀림 토크값을 측정하여 같은 순서 (2-3-1-4)의

2-step 방법과 비교하였다 (Table Ⅱ).

각 나사는 전기토크모터 (ISD900, NAKANISHI

Inc., Tochigi-ken, Japan)를 이용하여 정해진 토크

로 조였고, 나사의 풀림 토크값은 나머지 세 개의

나사가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토크측정기

(HTG2-200Nc, IMADA Co., Toyohash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5). 나사의 조임과 풀

림 토크값의 측정시 드라이버가 임플랜트의 장축

Fig. 6. Measurement of detorque values (HTG2

-200Nc, Imada Co., Toyohashi, Japan)

과 평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각 연구모형에서 총

2회 측정하였다. 나사 조임과 풀림 토크값의 측정

은 한 명의 잘 훈련된 검사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Fig. 6)

5. 통계 분석

SPSS (Release 12.0, SPSS Inc., Chicago, USA)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연결 구조에서의

세 가지 나사조임순서에 따른 나사의 풀림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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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이 때 조여진 순서별 각 나사의 풀림 토크값

은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두 가

지 나사조임방법에 따른 나사풀림 토크값도 이원

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외부연결구

조와 내부연결구조에 따른 나사의 풀림 토크값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은 95% 유의 수준으로 검증하였으며, 사후 검정

을 위해서 Tukey HSD test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외부연결구조에서의 풀림 토크값

Table Ⅲ은 외부연결구조에서 나사를 동일한

나사조임방법 (2-step) 으로 조였을 때의 각 나사

조임순서와, 같은 나사조임순서 (2-3-1-4)로 조였

을 때의 각 나사조임방법에 대한, 네 개 나사의

풀림 토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그

리고 세 가지 나사조임순서에 대해 네 나사의 조

여진 순서별 풀림 토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Ⅳ 와 같다. 세 가지 나사조임순서에 대한

풀림 토크값의 평균은 각각 15.7 N㎝, 16.3 N㎝,

16.9 N㎝ 였으며, 이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

(Table Ⅲ and Ⅴ, Fig. 7). Tukey HSD test 를 통한

사후 검정 결과 EA군이 EC군보다 유의하게 낮

N
Screw1 Screw2 Screw3 Screw4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equence

EA(2-3-1-4) 10 15.3 2.19 16.6 1.34 15.3 1.90 15.5 1.62 15.7 1.80

EB(1-2-3-4) 10 17.2 1.39 15.6 2.22 16.2 1.05 15.9 2.07 16.3 1.79

EC(2-4-3-1) 10 16.7 2.02 17.3 1.97 17.4 1.40 16.0 2.24 16.9 1.94

Method
EM1(1-step) 10 16.9 1.83 16.4 1.31 16.7 1.31 15.8 2.05 16.4 1.64

EM2(2-step) 10 15.3 2.19 16.6 1.34 15.3 1.90 15.3 1.62 15.7 1.80

Table Ⅲ. Removal torque values (N㎝) for screw tightening sequence and method of external connection

system

았다 (p<0.05). 그리고 조여진 순서별 네 나사의

풀림 토크값의 평균은 처음에 조여진 나사부터

17.0 N㎝, 15.6 N㎝, 16.3 N㎝, 16.1 N㎝ 으로, 이

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p<0.05), (Table Ⅳ

and Ⅴ Fig. 7). Tukey HSD test 를 통한 사후 검정

결과 E1
st
가 E2

nd
보다 유의하게 큰 풀림 토크값을

나타내었다 (p<0.05).

두 가지 나사조임방법에 대한 풀림 토크값의

평균은 각각 16.4 N㎝, 15.7 N㎝ 로, 이원배치 분

산분석은 나사조임방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Ⅳ and Ⅵ, Fig. 8).

Fig. 7. Two-way ANOVA for screw tightening

sequence of extern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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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N
E1st(1st screw) E2nd(2nd Screw) E3rd(3rd Screw) E4th(4th Screw)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EA(2-3-1-4) 10 16.6 1.34 15.3 1.9 15.3 2.19 15.5 1.62

EB(1-2-3-4) 10 17.2 1.39 15.6 2.22 16.2 1.05 15.9 2.07

EC(2-4-3-1) 10 17.3 1.97 16.0 2.24 17.4 1.40 16.7 2.02

Total 30 17.0 1.57 15.6 2.07 16.3 1.78 16.1 1.91

Table Ⅳ. Removal torque values (N㎝) of screws regarding to tightening order of external connection

system

Source DF SS MS F value p-value

Sequence 2 26.20 13.09 3.93 0.023

Screw 3 30.87 10.3 3.08 0.030

Table V. Two-way ANOVA for screw tightening sequence of external connection system

Source DF SS MS F value p-value

Method 1 10.52 10.52 3.54 0.064

Screw 3 7.45 2.48 0.84 0.479

Table Ⅵ. Two-way ANOVA for screw tightening method of external connection system

Fig. 8. Two-way ANOVA for screw tightening

method of external connection system

2. 내부연결구조에서의 풀림 토크값

Table Ⅶ 은 내부연결구조에서 나사를 동일한

나사조임방법 (2-step) 으로 조였을 때의 각 나사

조임순서와, 같은 나사조임순서 (2-3-1-4)로 조였

을 때의 각 나사조임방법에 대한, 네 개 나사의

풀림 토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그

리고 세 가지 나사조임순서에 대해 네 나사의 조

여진 순서별 풀림 토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Ⅷ 와 같았다. 세 가지 나사조임순서에 대한

풀림 토크값의 평균은 각각 12.5 N㎝, 14.3 N㎝,

14.4 N㎝ 였으며, 이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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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crew1 Screw2 Screw3 Screw4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equence

IA(2-3-1-4) 10 13.7 2.40 12.8 2.22 14.8 2.55 12.5 1.79 13.5 2.35

IB(1-2-3-4) 10 14.7 1.03 13.8 2.09 15.3 1.68 14.3 1.18 14.5 1.60

IC(2-4-3-1) 10 14.4 1.73 14.3 1.75 15.4 1.68 15.0 1.36 14.8 1.63

Method
IM1(1-step) 10 12.5 1.44 12.8 2.16 14.3 1.47 13.3 1.85 13.2 1.82

IM2(2-step) 10 13.7 2.40 12.8 2.22 14.8 2.55 12.5 1.79 13.5 2.35

Table Ⅶ. Removal torque values (N㎝) for screw tightening sequence and method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Sequence N
I1st(1st screw) I2nd(2nd Screw) I3rd(3rd Screw) I4th(4th Screw)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IA(2-3-1-4) 10 12.8 2.22 14.8 2.55 13.7 2.40 12.5 1.79

IB(1-2-3-4) 10 14.7 1.03 13.8 2.09 15.3 1.68 14.3 1.18

IC(2-4-3-1) 10 14.3 1.75 15.0 1.36 15.4 1.68 14.4 1.73

Total 30 14.0 1.87 14.5 2.05 14.8 2.03 13.7 1.78

Table Ⅷ. Removal torque values (N㎝) of screws regarding to tightening order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Source DF SS MS F value p-value

Sequence 2 39.52 19.76 5.82 0.004

Screw 3 22.32 7.44 2.19 0.093

Table Ⅸ. Two-way ANOVA for screw tightening sequence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Table Ⅶ and Ⅸ, Fig. 9). Tukey HSD test를 통한

사후 검정 결과 IA군이 IB군 과 IC군 보다 유의

하게 낮았다 (p<0.05). 그리고 조여진 순서별 네

나사의 풀림 토크값의 평균은 처음에 조여진 나

사부터 14.0 N㎝, 14.5 N㎝, 14.8 N㎝, 13.7 N㎝

으로, 이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 (p<0.05),

(Table Ⅷ and Ⅸ, Fig. 9).

두 가지 나사조임방법에 대한 풀림 토크값의

평균은 각각 13.2 N㎝, 13.5 N㎝ 로, 이원배치 분

산분석은 나사조임방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Ⅶ and Ⅹ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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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SS MS F value p-value

Method 1 0.93 0.93 0.23 0.635

Screw 3 39.12 13.04 3.19 0.029

Table Ⅹ. Two-way ANOVA for screw tightening method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Source DF SS MS F Value p-value

Connection type 1 244.73 244.73 66.01 0.0

Table Ⅻ. One-way ANOVA tested with external and internal connection system

N
Detorque value

Mean SD

Connection type
Exteral type 120 16.27 1.89

Internal type 120 14.25 1.96

Table Ⅺ. Removal torque values (N cm) tested with external and internal connection system

Fig. 9. Two-way ANOVA for screw tightening

sequence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3. 외부연결구조와 내부연결구조

Table Ⅺ 에서 외부연결구조와 내부연결구조

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각각 16.27

Fig. 10. Two-way ANOVA for screw tightening

method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N㎝, 14.25 N㎝ 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Table Ⅻ,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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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ne-way ANOVA tested with external

and internal connection system

고 찰

주조 금속 구조물과 이를 지지하는 임플랜트

지대주 사이의 수동적 적합을 이루는 것은 임플

랜트 지지 보철물의 장기간 성공에 본질적인 요

소이다. 만약 임플랜트와 상부 구조물 사이의

distortion이 특정한 참고점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이동이라고 정의된다면, 그 상부 구조물은 원래

의도한 임플랜트 지대주와의 적합에서 벗어나

수동적 적합을 이루는 것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

다.
22)

불량한 적합을 갖는 상부 구조물을 나사로

연결하는 것은 상부 구조물, 임플랜트/지대주 복

합체, 그리고 지지조직에 높은 전하중 응력

(preload stress) 을 야기하며, 기능력이 가해질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플랜트나 보철 구성요소

들의 풀림이나 파절을 야기할 수 있다.2,19) 인상

재의 변형, 치과용 석고의 팽창, 유사체 편차

(replica variance), 왁스의 변형, 매몰재의 팽창, 금

속의 수축, 아크릴릭 혹은 도재의 수축, 납착의

부정확성, 제조사의 임플란트 구성요소 제작 시

의 정밀도 등이 상부 구조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23-27) 특히 이러한 영향들은 단일 임플랜트

지지 보철물보다는 다수의 임플랜트에 의해 지

지되는 보철물에서 더 증대되게 된다.

임플랜트 상부 구조물 제작과정에서 납형 형

성 후 주조 과정동안 변형의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주조된 상부 구조물이 자가중합형 아크릴

릭 레진 완전 무치악 하악모형과 불량한 적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악 모형에

상부 구조물을 유도핀으로 연결하여 픽업인상을

채득한 후, 인상체 내의 상부 구조물에 네 개의

임플랜트 고정체 유사체를 연결하고 초경석고를

부어 상부 구조물과 최대한 정확한 적합을 갖는

주모형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임플랜트

에 의해 지지되는 보철물의 경우, 임상적으로 완

전한 적합도를 갖도록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

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확한 적합도를 갖는 연구모형을 위해, 주모형

에서 아크릴릭 레진을 이용한 연결인상법을 통

해 연구모형을 제작하였다. 본 실험은 상부 구조

물과의 적합도가 우수한 조건에서, 나사조임순

서와 나사조임방법이 나사풀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다수 임플랜트 지지 상부 구조물의 경우에 나

사를 조이는 순서와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18-21)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상부 구조

물이 비교적 정확한 적합을 갖는 경우에는 나사

조임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이 차이가 없으

나, 불량한 적합을 갖는 경우에는 차이를 보인다

고 하였다.
19-21)

Choi 등
28)

은 4개의 내부연결 임플

랜트에 직접 연결되는 상부 구조물에서 나사조

임순서와 조임방법에 따른 나사의 풀림 토크값

을 측정하였는데, 나사조임순서와 조임방법에

따라 하중 전 나사의 풀림 토크값에 차이가 없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가지 나사조임순서에 따른 나

사의 풀림 토크값은 외부연결구조에서 2-3-1-4군

이 2-4-3-1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그리

고 내부연결구조에서도 2-3-1-4군이 2-4-3-1군과

1-2-3-4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이것은

나사조임순서는 나사의 풀림 토크값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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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연결구조, 내부연

결구조 모두에서 가운데부터 조인 경우에 풀림

토크값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Hobo 등17)이 추천

한 바퀴를 조이는 순서 (cross-wise order)인

2-4-3-1군이 가장 높은 풀림 토크값을 나타내었

다. 또한 나사조임순서와 무관하게 몇 번째 조여

진 나사인지에 따른 풀림 토크값을 비교해 본 결

과, 외부연결구조에서는 처음에 조여진 나사가

두 번째 조여진 나사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p<0.05), 내부연결구조에서는 처음에 조여진 나

사에서부터 마지막에 조여진 나사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두 가지 나사조임방법 간에는 외

부연결구조과 내부연결구조 모두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chulte 등29)은 면간의 적합도, 나사의 길이와

폭, 임플란트 구성품 크기, 재료 등이 조임토크

값과 전하중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하였다. 본 실험결과에서 나사조임순서에 따라

풀림 토크값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2-4-3-1군이

다른 조임순서보다 효율적인 전하중과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Watanabe

등
20)

은 불량한 적합을 가지는 경우임에도 불구

하고, 가운데부터 조이면 변형이 분산되어 인장

력이 말단의 임플랜트로 집중되어 발생응력이

가장 낮아진다고 하였다.

연결구조에 대한 비교에서 외부연결구조과 내

부연결구조의 풀림 토크값은 각각 16.27 N㎝,

14.25 N㎝ 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검정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

부연결구조에서는 조임회전력과 외부하중에 의

한 응력이 나사에 집중된다.
30)

따라서 연결부 안

정성에 있어서 적정 전하중의 적용이 매우 중요

하다. 일반적으로 나사 연결부에 가해지는 인장

력이 전하중을 초과하여 압축력이 소실되면 연

결부의 이개가 발생하고, 하중이 직접 나사에 전

달되어 나사의 소성변형에 의한 풀림이나 피로

파절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4,31)

한편 내

부연결구조를 갖는 임플랜트 시스템에서는 조임

회전력이 나사의 신장 뿐만 아니라 원추형 지대

주의 침하로 인한 쐐기효과로 전환되어 나타난

다.
30)

또한 내부연결구조에서는 기능하중이 대부

분 경사계면을 통해 전달되며 지대주 나사에 가

해지는 부하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외부하중에

대한 연결부 안정성에 있어서 외부연결구조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33) Yang 등
34)

은 5개 임플랜트 연결구조의 차이에 따른 초

기 조임율과 반복 하중 조임율을 비교한 연구에

서 내부연결구조의 cone screw군이 초기 안정성

및 최종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부연결구조에서 높은 풀림 토크

값이 높게 나온 것은 지대주 연결 부위의 육각구

조 높이가 내부연결구조에서 지대주 연결 부위

의 높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두 연결구

조에서 같은 위치, 각도로 임플랜트 고정체 유사

체를 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임플랜트 고

정체 유사체와 상부 구조물 간에 더 나은 적합으

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경사계면으로

인한 friction fit을 가지는 내부연결구조보다 slip

fit을 가지는 외부연결구조에서 수동적 적합 측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앞에서 언

급했듯이, 외부연결구조에서는 조임회전력이 주

로 나사의 신장을 통해 지대주 연결부위에서의

압축력으로 전환되는 반면, 내부연결구조에서는

나사 조임 시 지대주의 수직적 침하가 일어나고,

특히 하중조건에서 지대주의 쐐기효과가 커지고

경사계면에서의 측방 지지 효과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사를 조이는 술식 간의 풀림 토크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중 조건을 부여하지 않

았고, 따라서 하중조건에서의 연결구조 간에 나

사풀림현상을 비교하지 않았다.

다수 임플랜트에 의해 지지되는 상부 구조물

을 나사로 연결할 때, 나사조임순서에 따라 차이

가 있었으며, 가운데부터 조인 경우에서 풀림 토

크값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나사의 풀림 토크

값만을 측정하였기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요인

을 분석하기 어려우며, 좀 더 많은 연구모형에서

적합도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여 풀림 토크값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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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내부연결구조에 비해 외부연결구조

에서 높은 풀림 토크값이 나왔는데, 하중 조건에

서의 부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실제 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확한 적

합을 갖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주모형에서 아

크릴릭 레진을 이용한 연결인상법을 통해 제작

한 연구모형상에서, 상부 구조물을 나사로 연결

할 때, 세 가지 나사조임순서와 두 가지 나사조

임방법에 따른 나사의 풀림 토크값을 비교하여

나사조임순서와 나사조임방법이 서로 다른 연결

구조에 따라 나사풀림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나사조임순서는 가운데부터 조이는

2-3-1-4 순서,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1-2-3-4 순서,

바퀴를 조이는 순서 (cross-wise order)인 2-4-3-1

순서 였으며, 나사조임방법은 2-3-1-4 순서로 15

N㎝의 힘으로 조인 후, 다시 같은 순서로 최종

조임토크값인 30 N㎝까지 조이는 2-step 방법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최종 조임토크값인 30 N㎝

까지 조이는 1-step 이며, 외부연결구조, 내부연

결 구조에서 각각 측정,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나사조임순서 간 비교 시 외부연결구조, 내부

연결구조 모두에서 2-4-3-1 군에서 풀림 토크

값이 가장 크고, 2-3-1-4 군에서 풀림 토크값이

가장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

를 보였다 (p<0.05).

2. 조인 순서별 나사의 풀림 토크값은 외부연결

구조에서 첫 번째 나사와 두 번째 나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p<0.05), 내

부연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3. 나사조임방법 간 비교 시 외부연결구조, 내부

연결구조 모두에서 1-step과 2-step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연결구조 간 비교 시 외부연결구조가 내부연

결구조보다 높은 풀림 토크값을 가지며, 통계

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이 연구의 결과로 다수 임플랜트 지지 상부 구

조물에서 나사를 조일 때의 순서 및 연결구조가

나사의 풀림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 하

지만 임상적인 적용을 위해 임플랜트의 수, 위치,

상부 구조물의 형태, 하중 조건 등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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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Torque Values of Retaining Screws Tightened to

Implant-Supported Prosthesis with Different Connection Systems by

Various Tightening Technique

Dong-Wook Kim, DDS, Yu-Sung Choi, DDS,MSD, In-Ho Cho, DDS,MSD,PhD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As implant treatment has become popular, lots of different shapes and materials of the implant upper component have

been supplied. And there are also diverse reports about failures including loosening of the abutment screw which is one

of the most common reason.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different screw tightening orders and

methods influence on screw loosening according to the different connection systems. The upper component was fabricated

by casting method. After fabricating master models that are precisely attached to the upper component, 5 experimental

models each for the external connection system and internal connection system were fabricated using splinting impression

technique. First,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 screw tightening order, screws were tightened in 3 orders; 1-2-3-4, 2-3-1-4,

2-4-3-1. After tightening, removal torque values (RTV) of each group was measured. And also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screw tightening method, a model with 2-3-1-4 screw tightening order was tightened with 30 N㎝ at one time(1-step

method) and the RTV was compared with the same order group (2-3-1-4) in the 2 step method. In the external connection

system, RTV appeared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2-3-1-4 than group 2-4-3-1 (p<0.05). And also in the internal connection

system, the RTV of group 2-3-1-4 appeared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group 2-4-3-1 and 1-2-3-4 (p<0.05). When

comparing the tightening number of the screw without considering the screw tightening order, the first tightened screw

appeared significantly higher RTV than the second one in the external connection system (p<0.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first tightened screw to the last tightened screw in the internal connection system.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screw tightening methods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nnection

system. In the comparison of external and internal connection system, each RTV appeared 16.27 N㎝ and 14.25 N㎝ and

appeared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TV measured according

to the screw tightening order. The lowest RTV appeared in the groups started tightening from the middle.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TV between the two connection system groups. A further study is needed to find out the

influence factors in RTV and also a study is required related to the load condition.

Key words: Implant connection system, Removal torque values, Screw tightening method, Screw tightening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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